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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 노드는 임의로 이동을 하며, 라우터와 호스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노드들의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공

격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악의적인 노드가 패킷 손실을 유발시키는 블랙 홀 공격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랙 홀 공격의 효율적인 탐지를 위하여 모든 노드에서 감시 테이블을 이용

한 분산적 탐지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협업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공격 탐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4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로컬 탐지와 협업 탐지 과정으로 나누어 수행한다. 협업 탐지를 위해 클

러스터 헤드는 블랙 홀 리스트를 이용하였다.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실험

결과에서 제안한 기법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udy on Detection Improvement Technique of Black Hole Node in Ad

Hoc Network

HwanSeok Yang* · SeungJae Yoo**

ABSTRACT

Mobile node must move optionally and perform the router and the host functions at the same time. These

characteristics of nodes have become a potential threatening element of a variety of attacks. In particular, a black

hole which malicious node causes packet loss among th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is paper, we

propose distributed detection technique using monitoring tables in all node and cooperative detection technique

based cluster for an efficient detection of black hole attack. The proposed technique performs by dividing into local

detection and cooperative detection process which is composed of process of step 4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attack detection. Cluster head uses a black hole list to cooperative detectio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 was evaluated using ns-2 simulator and its excellent performance could be confirmed in the

experi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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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무선 이동 단말기의 보급이 급속도로 증

가하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d Hoc Network는 고정된 네

트워크 구조의 대안으로서 다중 홉 연결 방식의 라우

팅 방식으로 연결된다[1].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노드들이 라우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노

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동적인 토폴로지 특성과 제한

된 자원은 라우팅 과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악의

적인 노드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2-3]. 특히 이

러한 라우팅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네트워크 전

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반

드시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랙 홀 공격을 효율적으로 탐지 및

제거하기 위하여 분산적이고, 클러스터 기반 협업 기

반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Ad Hoc

Network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모든 노드에서 데이터

수집 및 로컬 탐지를 실시하는 분산적인 방법과 클러

스터 형태를 이용한 협업 탐지를 이용하였다. 특히 모

든 노드에서는 정보 수집 및 공격 탐지를 위해 감시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며, 로컬 탐지는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쳐 공격을 탐지하게 된다. 그리고 로컬 탐지

에서 탐지된 블랙 홀 노드에 대해 클러스터 헤드에서

는 이웃 클러스터 헤드와 협업으로 공격 여부를 탐지

하게 된다. 모든 클러스터 헤드는 블랙 홀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자원 소모를 줄이면서 블

랙 홀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Ad Hoc

Network의 보안 라우팅 프로토콜과 라우팅 공격 기

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한 블랙 홀 공

격 탐지 기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실험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Ad Hoc Network 보안 라우팅 프로토콜

Ad Hoc Network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크게 라

우팅 테이블을 사용하여 경로를 설정하는 proactive

방식과 경로 요청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reactive

방식이 있다[4]. 경로 설정시 적은 비용이 발생하는

reactive 방식의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

AODV(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

DSR(Dynamic Source Routing) 등이다[4]. 하지만 이

러한 라우팅 프로토콜 기법들도 경로 발견을 위해 사

용하는 RREQ, RREP에 대한 위조 등의 구조적 문제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패킷 전송 단계에서 보

안이 고려된 SAR, Secure AODV 기법들이 제안 되

었다. SAR 기법은 AODV 기반의 보안 라우팅 프로

토콜로서 노드의 신뢰 레벨에 따라 노드간의 신뢰 관

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안전한 보안 경로를 설

정하는 기법이다[5]. 즉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노드를

경로 설정시 최대한 피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노드

들에 의한 정보 유출이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

Secure AODV 기법은 RREQ와 RREP를 인증하기 위

하여 전자 서명을 사용하고, 홉을 인증하기 위하여 해

시 체인을 사용한다[6]. 각 노드에서는 Seed 값을 생

성하여 RREQ, RREP를 전송하고, 네트워크 크기를

반영한 홉 수를 TTL로 설정한다. 이렇게 모든 노드

는 RREQ 패킷을 수신하면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 값

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보안 라우팅

기법은 보안 정보를 노드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악

의적인 노드에 의한 노드들의 보안 정보 유출은 보안

라우팅 프로토콜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게 만들게 된

다.

2.2 라우팅 공격

무선 이동 노드로만 구성된 Ad Hoc Network에서

라우팅 공격은 passive 공격과 active 공격으로 분류

할 수 있다[7]. 네트워크 패킷의 도청이나 감청을 통

한 공격을 passvie 공격이라 하고, active 공격은 라우

팅 과정에서 패킷을 주입하거나 패킷을 가로채서 변

경하거나 폐기시키는 공격으로서 네트워크 전체를 마

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다. 이러한 라우팅 공

격의 종류로는 블랙 홀 공격, 웜홀 공격, 젤리 피쉬 공

격 등이 있다. 블랙 홀 공격은 악의적인 노드가 자신

이 작성한 패킷을 소스 노드에게 전송하여 라우팅 경

로를 변경시키는 공격으로서, 소스 노드에게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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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경로가 최단 경로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조된

RREP 패킷을 전송하여 데이터 패킷을 모두 가로채는

공격이다. 웜홀 공격은 두 개의 악의적인 노드가 마치

서로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웃 노드들을 속이

고 소스 노드에게 두 노드가 이루고 있는 경로가 최

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데이터 패킷을 도청하거나 특

정 노드의 자원 고갈을 유도하는 공격이다. 젤리 피쉬

공격은 악의적인 노드가 자신을 지나가는 데이터 패

킷 전송시 지연을 발생시킴으로써 패킷의 흐름을 지

연시킴으로써 신속한 패킷 전달에 방해를 하는 공격

이다.

3. 제안한 기법

본 장에서는 Ad Hoc Network의 특성에 적합하도

록 분산적이고, 서로 협력적으로 동작하여 블랙 홀 노

드의 효율적인 탐지 및 제거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블랙 홀 탐지 기법은 데이터 수집,

로컬 탐지 그리고 협업 탐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

3.1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블랙 홀 공격 탐지를

위해 각 노드에서 이웃 노드들에 대한 오버히어링을

통해 정보 수집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공격 탐지를 수행한다. 각 노드들은 자신

의 이웃 노드들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

여 감시 테이블에 저장한다. 감시 테이블은 자신의 전

송 범위 내에 있는 노드 정보는 Node ID, 단위 시간

동안에 이웃 노드에게 전송한 패킷의 양은 TPR, 이웃

노드에게 수신한 패킷의 양은 RPR, RREQ 패킷을 전

송한 다음 이웃 노드로부터 RREP 패킷을 수신한 시

간은 R_RREP 그리고 수신한 RREP의 sequence

number를 저장하는 Seq_No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림 1>은 감시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감시 테이블의 구조

감시 테이블은 각 노드에서 블랙 홀 노드를 확인하

기 위하여 사용된다. 만약에 특정 이웃 노드로부터 또

는 그 노드를 통해 어떠한 패킷도 받을 수 없다면 그

노드는 블랙 홀 노드이고 그 노드로 인한 피해는 더

욱 커지게 될 것이다. 감시 테이블에서 TPR과 RPR

의 정보만으로는 블랙 홀 노드로 결정할 수는 없고,

이 값이 높은 노드는 우선순위가 높은 검사 대상이

된다.

3.2 로컬 탐지

각 노드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구성한 감시 테이

블을 기반으로 블랙 홀 노드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로컬 탐지 절차가 시작된다.

먼저 각 노드에서는 블랙 홀 노드의 분석을 위해

첫 단계로 자신의 감시 테이블에서 패킷 송수신 비

율을 계산하게 된다. 감시 테이블의 TPR 값과 RPR

값의 차가 큰 노드가 있는지 식 1을 통해 검사를 실

시한다.

  
  

 

   (1)

만약 식 1의 결과 값이 TPR 또는 RPR 중 큰 값의

50% 미만이면 정상 노드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결과

값이 50% 이상이면 해당 노드는 블랙 홀 노드에 대

한 검사가 수행되어야 할 의심 노드가 된다. 패킷 송

수신 비율의 차가 큰 노드들에 대해서는 해당 노드들

의 R_RREP 응답 시간이 설정된 단위 시간보다 빠른

지 검사를 수행한다. R_RREP 응답 시간이 빠르면 이

노드들에 대한 다음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해

당 노드에 대한 R_RREP 값이 없다면, 이 노드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웃 노드에게 RREQ 패

킷을 송신한다. 일반적으로 수신한 RREP 메시지 사

이에서 주요 경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일 처음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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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RREP 정보를 이용하지만, 여기서는 의심 노드로

부터 RREP를 기다린다. 즉, 의심노드로부터의

R_RREP 값을 측정하고 목적 노드로부터 수신 여부

를 확인한 후, 수신하지 않았다면 의심 노드로부터 수

신한 패킷의 sequence number를 검사한다. 감시 테이

블의 Seq_No가 소스 노드가 전송한 sequence

number보다 매우 큰다면 해당 노는 블랙 홀 노드로

판정하고 클러스터 헤드에게 해당 노드의 정보를 전

달하게 된다. <그림 2>는 로컬 탐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로컬 탐지 과정

3.3 클러스터 기반 협업 탐지

로컬 탐지에서 블랙 홀 노드로 탐지되면 클러스터

기반 협업 탐지가 수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블랙 홀

노드에 대한 협업 탐지를 위하여 클러스터 구조를 이

용하였으며, 클러스터 헤드는 블랙 홀 노드 리스트를

관리한다. 블랙 홀 의심 노드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클러스터 헤드는 이웃 클러스터 헤드를 목적 노드로

하는 RREQ 패킷을 방송한다. 이때 클러스터 헤드는

로컬 탐지와 같은 방법으로 의심 노드로부터 RREP를

기다린다. 의심 노드로부터 RREP를 수신하면 클러스

터 헤드는 이웃 클러스터 헤드에게 다른 경로를 통해

의심 노드로 부터의 수신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만약

의심 노드로부터 패킷을 수신하였다면 잠재적인 블랙

홀 노드로 판정하여 해당 노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

고, 수신하지 못했다면 블랙 홀 노드로 판정하고 해당

노드에 대한 정보를 전체 네트워크에 알리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자원의 소모를 줄이면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블랙 홀 노드에 대한 정보

를 네트워크 모든 노드에게 전송하지 않고 이웃 클러

스터 헤드에게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클러스터 헤

드가 블랙 홀 리스트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클러스터

헤드가 블랙 홀 노드가 자신이 관리하는 클러스터에

진입하였을 때 해당 노드를 배제하여 많은 오버헤드

를 줄일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은 협업 탐지의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협업 탐지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블랙홀 노드 탐지 기법에 대한

pseudo code를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다.

While

Monitor_Table = Collect_Info()

IF ((TPR - RPR) > (MAX(TPR, RPR) / 2) )

Then

Check(R_RREP, Seq_No)

SendToNode(Message)

VerifyToCH()

BroadcastAlert(CH)

End IF

End While

(그림 4) 블랙 홀 노드 탐지기법 pseudo code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본 장에서는 제안한 블랙 홀 탐지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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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실험에 사용한 이동 노드는 50, 100노드이고, 각

노드들은 0에서 10m/s의 속도로 이동하고, pause

time은 5초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0개의 블랙 홀 노

드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환경 변수는 <표 1>

에서 보여주고 있다.

Parameter Values

Simulation area 1000m×1000m

Routing protocol AODV

Traffic CBR

Packet size 512 bytes

Transmission range 150m

<표 1> 환경 변수 값

4.2 모의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산적이고 협업적 블랙 홀 노

드 탐지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패킷 전송 비율, 탐지 비율, 평균 지연 시간으로 하였

다.

(그림 5) 패킷 전달 비율

<그림 5>는 노드들의 이동 속도에 따른 패킷 전송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블랙 홀 노드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AODV와 제안한 기법이 적용

되었을 때는 성능 상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드들의 이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결 단절로 인

한 패킷 전송 비율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전체

노드에서 분산적인 탐지가 이루어져 우수한 패킷 전

송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6) 블랙 홀 노드 탐지율

<그림 6>는 블랙 홀 노드의 탐지율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블랙 홀 노드 탐지가

모든 노드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클러스터 헤드

간의 협업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안정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드 수나 이동 속도에 큰 영향

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평균 지연 시간

블랙 홀 공격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스 노드

에서 목적 노드까지 패킷 전송시 평균 지연 시간을

<그림 7>에서 보여주고 있다. 제안한 기법이 적용되

지 않았을 때는 블랙 홀 공격 노드의 패킷 폐기로 인

한 지연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블랙 홀 공

격 탐지에 의한 공격 노드가 패킷 전송의 경로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안한 기법이 적용되었을 때 좋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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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Ad Hoc Network는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동적

인 토폴로지와 집중된 중앙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공격 위협이 존재한다. 특히 패

킷 손실은 전송 에러, 연결 단절 등 많은 원인이 존재

하기 때문에 공격으로 인한 패킷 손실을 탐지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악의적인 노드가

패킷 손실을 야기하는 블랙 홀 공격에 대해 정확히

탐지해내기 위해 모든 노드에서 분산적인 탐지와 클

러스터 헤드에서 협업 탐지를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모든 이동 노드는 감시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웃 노드들의 의심스러운 행

동을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블랙 홀 노드로

판정된 노드에 대한 정보는 클러스터 헤드에게 전달

하여 다시 블랙 홀 노드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클러스터 헤드에서는 블랙 홀 노드에 대한 정보

를 이웃 클러스터에게만 전송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켰다.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블랙 홀 노드 탐

지의 우수한 성능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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